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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8.10.)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21.8.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
산업위기대응법※’)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
위기지역’) 제도를 시행,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경과: 법안발의(이학영 의원, 2020.12.17.), 산중위(2021.6.28.), 법사위(7.22.), 본회의(7.23.)
◈ (지정 지역) ① 군산시(2018.4.5.∼2022.4.4.), ② 울산 동구(이하, 2018.5.29.∼2023.5.28.),
③ 거제시, ④ 창원 진해구, ⑤ 통영시·고성군, ⑥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지원 수단)
① 금융: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②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 교육훈련, 생계비 융자 등
③ 산업: 기술개발·사업화, 국내·해외 판로 지원, 보완산업 육성, 특례 제도(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투자 세제지원) 등
④ 지역 상권: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상담 등
⑤ 인프라: 도로·철도 조기준공, 도시재생, 관광지 개·보수 등

- (기본 방향)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내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이 법
으로 이전하고 대응 체계, 지원 수단 등 보완, (위기 대응) 위기징후 모니터링,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지역, 연착륙 지원 등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
정립, (지원 수단) 국가 보조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수단의 법적근거 마련
- (주요 내용) 산업위기 전(前)·중(中)·후(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➊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➋ 지역
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➌ 금융, 고용,
산업, 기반시설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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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목적(§1)]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
❍ [정의(§2)] “주된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선제대응지역”은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산업위기지역”은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5)] 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평가·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 [지역산업정보시스템(§6)]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위기前 ) 예방 조치 → (위기初期) 선제대응지역 → (위기中) 산업위기지역 → (위기以後)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 마련 ⇨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및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산업위기 예방조치(§7)]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8)] 주된 산업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원수단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10)]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
- (지정 절차) 산업위기지역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 →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요건) ① 특정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성, ② 산업 침체, ③ 지역경제 침체,
④ 지원 필요성 등 모두 충족※

※ 세부 지표 및 지표의 정량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지정 기간) 2년 범위에서 지정 및 연장 가능(총 5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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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10·12)] 지역이 충분히 회복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

※ 산업위기 예방조치(§7)의 절차 및 지원수단 등 준용

❍ [절차의 신속 진행(§14)]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침체로 확산될 경우 산업위기지역으로 신속 전환
◈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장·단기 지원수단의
근거 마련 ⇨ 지역산업·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자금 지원 등(§15)] 기업에 자금 지원,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보증제도 수립·운용,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 [기반시설 우선 지원(§16)]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산업입지법※ 」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우대

※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항만･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 [인력양성 지원(§17)]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
❍ [연구개발 활동 지원(§18)]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 [컨설팅 지원(§19)] 기업에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수단과 연계
❍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1)] 산업위기지역 내에 신·증설 시 시행령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22)]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
❍ [「산업집적법」에 관한 특례(§23)] 산업용지 분할 시 「산업집적법」 규정(1,650㎡
이상)에도 불구하고 900㎡ 이상의 소규모 분할을 허용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24)]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법」 규정보다 인상된 보조율을 적용 가능
❍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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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정책 동향

기획재정부, 권역별 예산협의회 개최(2)
자료 : 기획재정부(2021.8.9./8.10.)

개요
❍ [기획재정부, 권역별 예산협의회 개최, 2021.8.9./8.10.] 총 5차례 개최※ 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이며, 2021년 8월 9일, 대전, 세종, 충청, 2021년 8월 10일, 수도권,
강원 권역별 예산협의회를 개최

※ ① 대구･경북(2021.8.3.), ② 광주･전라･제주(8.4.), ③ 부산･울산･경남(8.5.), ④ 대전･충청･
세종(8.9.), ⑤ 수도권･강원(8.10.)

주요 내용
■ 주요 지역개발 시책
❍ 5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022년도 예산지원 방향으로
➊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확충, ➋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인프라 확충, 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인재 육성, ➍ 지역혁신특화형
기업·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에 역점
- ➊ (기간 교통인프라 확충) ① 평택~오송 복복선화, 남부내륙선, 남해안 관광도로
등 18개 국가균형발전 SOC 프로젝트 본격 투자, ② 제4차 철도망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선도사업 착수 소요 반영에 역점

※ 서부권 광역급행, 광주〜대구선 등 101개 사업, 총사업비 119.8조 원(2021〜2030년)
※※ 117개 사업 대상 일괄예타 진행 중, 2021.8월 말 투자계획 확정 예정

- ➋ (생활인프라 개선) ①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거점지구를 선정, 주거·교통·
통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지방소멸대응 양여금 투자 개시(2022년
0.75조 원), ② 생활SOC 3개년 투자계획(2020~2022년, 30조 원) 완료소요 반영,
③ 125개 시·군의 노후상수도 전면 개량투자(2017~2024년, 2.5조 원) 등 중점 지원
- ➌ (지방인재 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① 국립대 및 지역거점
대학 육성, ② 지자체·지역기업·지방대 간 파트너십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
(RIS), ③ 지역 소재 전문대·폴리텍 등의 직업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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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지역혁신기업·산업 육성) ① 48개 중소기업 특화산업분야※ 선정, R&D상용화 기술 실증·시제품 제작-마케팅·수출 등 全 주기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 육성프로젝트(2021년 2,130억 원), ② 규제자유특구·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클러스터(2021년 929억 원), ③ 신재생에너지·수소기반도시·AI/SW
클러스터 등 선도적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 등 본격 지원

※ 바이오헬스(충북), 탄소․복합소재(전북), 지능형디지털기기(경북), 그린에너지(제주) 등 지역
주도형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반 구축을 위한 48개 특화산업분야 선정

■ 재정분권
❍ 금번 2단계 재정분권이 실행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총 14.3조 원※의 재원이 지방
으로 이양

※ ①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분 8.4조 원 + ② 순재원 확충 5.9조 원으로 구성

- 국가지원 사업 중 총 5.9조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2단계※에 걸쳐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력 보강을 위해 총 14.3조 원의 재원을 2가지 방식※※으로
지방이양

※ (1단계, 2019〜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관광자원개발 등 3.6조 원
※ (2단계, 2022〜2023년) 자치경찰사무, 지방이양항만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 등 2.3조 원
※※ ① 지방소비세율 2단계 인상을 통해 총 12.7조 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지방
소비세율: (1단계) 11 → 21%(+10%p) / (2단계) 21 → 25.3%(+4.3%p))
※※ ②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양여금※※※」신설･소방교부세 인상과
함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선별 인상
※※※ 지자체에 10년간 年 1조 원 정액교부(2022년은 0.75조 원), 지자체가 투자계획 수립 →
지자체･중앙부처 간 투자협약 체결 →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지방재원 확충 규모(단위:조 원)❙
구분
▪ 재원 확충(①)
- 지방세 전환
- 자주재원 확대
지역소멸대응 양여금
소방교부세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 국가기능 이양(②)
교부세 감소분※(③)
▪ 재원 순확충(①-②+③)

1단계(2020년 기준, A)
+8.9
+8.5
+0.4
+0.4
+3.6
△1.7
+3.6

2단계(2023년 기준, B)
+5.4
+4.2
+1.2
+1.0
+0.2
+2.3
△0.8
+2.3

합계(A+B)
+14.3
+12.7
+1.6
+1.0
+0.4
+0.2
+5.9
△2.5
+5.9

※ 재원 지방이양 추진 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교부세(내국세의
일정 비율)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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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행정·교육 지자체 간 재원배분을 개선※하는 조치도 추가

※ 시도가 매년 교육청으로 납부하는 시도전입금(2019년 3.2조 원) 일부를 활용, 고등･평생･직
업교육,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어린이 안전 등에 사용
대전·세종·충청 현안사업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2년도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
❙광역지자체별 주요 현안사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보문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대청호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등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등
충남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보령화력발전 조기폐쇄
피해 지원 등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등

❍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② 지역균형
뉴딜 사업※※, ③ 규제자유특구※※※ 등과 관련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혀

※ 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대전), 세종-청주 고속도로(세종),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충남),
충북선철도고속화(충북) 등
※※ ② 태양광발전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구축(대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조성(충북), 대산임해산업지역해수담수화(충남) 등
※※※ ③ 바이오메디컬(대전), 자율주행(세종), 수소에너지전환･탄소저감건설소재(충남), 스마트
안전제어･그린수소(충북)

수도권·강원 지역 현안사업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2022년도 SOC 투자와 관련,
❶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❷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❸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공급 뒷받침 등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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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글로벌 도시인프라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등 기간
교통망에 본격 투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ICT 기술을
SOC 시설에 접목한 안전·운영시스템의 지능화·고도화 등 집중 지원※※※

※ GTX-A(파주〜삼성〜동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공사 추진 지원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2021.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예정
GTX-C(양주 덕정〜경기 수원): 2021.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협상 중
※※ 데이터 허브, IoT 센서, 자율주행 등 도시 內 스마트 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공급
※※※ IoT 기반 설비 안전관리(적용 例: 철도 전기설비, 터널) 등

- ❷ (신도시 인프라 확충) 2·3기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철도사업※을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6월) 및 광역교통시행
계획(2021.7월)에 신규 반영된 사업※※ 착수도 뒷받침, 또한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대중교통이용자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지원

※ 예: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킨텍스역･부평역
환승센터,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 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 용산역 등 직결운행 추진), 위례〜과천 광역철도,
별내선 연장, 성남 복정 BRT, 검단〜대곡 광역도로 등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月 평균 25만여 명(7월 현재) 12,862원(대중교통비의 20%) 수준
절감(2020년 기준)
- 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총 100만 호 수준(2018~2022년 누계, 전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달성, 2.4대책※ 등 旣 발표 계획에 따른 수도권 등 대도시권
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등 중점 지원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 공급 목표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2022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건의※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저상버스도입 지원 등
(강원) 폐플라스틱 열분해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수도권內 및 수도권·강원 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철도·도로 등 확충※,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별 디지털·그린전환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제2경춘국도,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등
※※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강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공동물류
센터(인천),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고도화(경기), 대량증식 기술이 확보된 생물 소재의 품질
관리(QC) 및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 등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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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자료 : 행정안전부(2021.8.11.)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2021.8.11.]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1일
입법예고

※ 5개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목적)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 (개정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과세제도 합리화 등
❙주요 개정내용❙
코로나19 극복
지원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규정 마련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공정사회 구현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법률 확대

3.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납세자 권익 강화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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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동향

농림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점검 단체장 회의 개최
자료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1.8.9.)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림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점검 단체장 회의」
개최※, 2021.8.9.]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주재로 「농림
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점검 단체장 회의」를 2021년 8월 9일 개최,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농림분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 및 점검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처 방안 등을 논의

※ (참석) 농특위 본위원 중 농민단체장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과
김현권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특별위원장 등
<「농림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점검 단체장 회의」 주요 논의 내용>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산업화 이후 2040년이 되는 시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 이로 인한 폭염, 극한, 물
부족 등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이상기후와 생태계 소멸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
◈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난민이 연간 2천만 명 발생하고 최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및 폭우 등이 발생
-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2009~2018)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와 약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2조 원에 육박
◈ 국제사회는 그간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정(2015)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합의
- 이에 2030년까지 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고, 현재는 EU, 영국, 미국,
일본 등 세계 134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을 선언하고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황
◈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2021.8.)
-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축수산 분야의 탄소배출량은 2,470만 톤(2018년 기준),
이를 2050년까지 1,540만 톤으로 약 37.7% 감축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中 Net-Zero(안))
- 이를 위해서는 농축수산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관리, 식생활 개선, 생산성 향상, 대체
가공식품 증가 등 생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 걸친 노력들이 필요

- (향후 계획) 농특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농어업인 및 소비자 단체와 2050 탄소
중립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특위 본위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논의하고 마련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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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비료 품질관리 강화 위한 비료관리법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8.11.)

❍ [농식품부, 비료 품질관리 강화 위한 비료관리법 시행, 2021.8.11.] 농식품부는 부정·
불량비료에 의한 농업인 피해 및 농업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

비료 품질검사기관
변경

현행

개정

• 비료 품질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등의 권한 ‘농촌진흥청’

• 품질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등의
권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비료 시험연구
기관 지정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수행

수입비료 위해성
(중금속) 검사
대상 확대

• 위해성(중금속) 검사 대상: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 위해성(중금속) 검사 대상: 모든
비료(부산물비료+보통비료)와 그
원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여
※ 비료생산 및 수입업

• 폐업 시 신고 의무 있으나,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 없음.

• 6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 의무 신설
및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비료생산업자등의
영업 승계 시
신고 의무 부여

• 영업 승계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신고 의무 없음.

• 영업 승계 시 신고 의무 신설 및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 부재

• 거짓·과대광고의 범위 설정 및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및 2천
만 원 이하 벌금) 신설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재설정

• 영업정지 기간 최대 3개월

• 영업정지 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무상 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 유상 판매되는 비료에만 비료 공정
규격 준수 의무

• 유상·무상 판매와 관계없이 유통·
공급되는 모든 비료는 비료 공정
규격 준수 의무

부정·불량비료
보관·진열 및 유통
행위 처벌

•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공급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보관·진열한 경우 처벌 불가

• 부정·불량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모든 경우 처벌 가능

거짓·과대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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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2021년에도 국산 배 호주 수출 가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8.10.)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년에도 국산 배 호주 수출 가능, 2021.8.10.] 과수화상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호주 수출 등록단지 4곳(나주, 상주, 진주, 하동)에서 생산
되는 2021년산 국산 배 생과실을 2020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에 수출※※

※ 허용된 4개 시(군) 전체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조사
하여 증명하여야 함.
※※ 배 수출검역 실적(천 달러): (2019) 83,224 → (2020) 71,652, 14% 감소
❙배 생과실 협상 타결현황 및 수출 실적❙

타결
연도
미국 1986
대만 2006
캐나다 1994
호주 1999
태국 2018
뉴질랜드 1999
인도 2018
브라질 2017
필리핀 1999
합계
국가

수출 요건
현지검역,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현지조사, 수출선과장·농가등록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응애예찰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수출단지 지정, 수출검사
수출단지 지정, 수출검사
수출단지 지정, 저온처리(0℃/40일간)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수출검사, 수입국 표기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2019년 수출
2020년 수출
중량(톤) 금액(천 달러) 중량(톤) 금액(천 달러)
11,238
34,221
9,258
30,526
10,084
26,601
8,829
26,676
402
1,300
353
1,236
218
676
129
460
178
590
127
507
97
229
61
181
83
196
16
23
20
72
10
38
13
41
4
13
22,333
63,926 18,787
59,660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 실적❙
2019년

연도별
국가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괌
아랍에미레이트
기타
합계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중량(톤)
7,096
250
112
37
48
833
8,376

2020년
금액(천 달러)
16,054
715
240
112
141
2,036
1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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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톤)
3,476
171
135
87
24
876
4,769

금액(천 달러)
8,478
534
341
239
71
2,329
11,992

⎗ 정책동향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8.9.)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1.8.9.]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등 동물 보호·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

※ 박홍근 의원 등 10인(정회원 기준)으로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

- (주요 내용) △동물 학대 방지, 실험·축산·영업 시 동물 복지 강화, 맹견 안전
사고 예방 등 주제별 발제·토론, △2021년 8월 9·12·17·19일(14:00~15:00),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❶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8.9.(월))>

<❷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8.12.(목))>

•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
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

• (실험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
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

<❸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8.17.(화))>

※ 동물실험 변경심의, 실험중지 요구 신설 등
• (축산동물) 표시기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
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
• (반려동물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
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
<❹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8.19.(목))>

•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
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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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축산 동향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8.9.)

❍ [농식품부,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2021.8.9.] 2021년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 (주요 내용)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 시점과 사육현황 신고 시점에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하여 농가와 지자체에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자체는 현장을 점검하여 결과 등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의심농장을 추출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밀도 계산기 등 활용
- (향후 계획)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농장방역 관리 및
농장통합점검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 예정

※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의 축산 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점검, 사육밀도관리등에활용하는시스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농림축산식품부(2021.8.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1.8.9./8.10./8.11.)

❍ [김부겸 국무총리, 강원도 고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긴급지시, 2021.8.8.]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 8월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 ASF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
방역에 만전, 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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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발생농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강원지역의 광역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원 제거 및 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 2021.8.8.]
2021년 8월 7일, 고성군 소재 양돈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8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지난 5월 4일 영월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고성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여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

※ (2019.9.16.〜10.9.) 14건(23일간), (2020.10.8.〜9.) 2건(2일간), (2021.5.4.) 1건 이후 3개월 만에
발생

- (주요 내용) △2021년 8월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지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2호※와
역학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 및 정밀검사, 역학 관련 2개 도축장
(철원·홍천)과 강원도 내 모든 돼지 사육농장(203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 중(8.8.~8.14.), △강원도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차량 53대
등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진입로·도로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

※ 방역대 농장 현황: (반경 500m 내) 해당 신고농장 외 없음, (500m〜3km) 양돈농장 없음,
(3km〜10km) 2호 3,100여 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ASF 방역 추진상황, 2021.8.10./8.11.]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 △발생 우려가 높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2호)를 포함
하여 양돈농장 153호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ASF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방역실태 점검을 월 2회 이상 지속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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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부산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선정(2021.8.10.)

부산

-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공모사업에서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6억 원을 확보,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과 공공의 수요를 기반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지역
사회에 지능화 혁신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 시는 지역 인공지능 전문기업 ㈜디아이솔루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1년 연말까지 ‘지역
상권별 유동 인구 분석’ 및 ‘공원 주요시설 및 불법행위 감시’ 등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CCTV 영상 데이터 구축할 계획
- (주요 내용) ▲지역 상권별 유동 인구 분석은 자갈치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상터미널,
연산교초로, 동래역, 사직야구장 등 상권을 중심으로 성별·연령별 상점방문·체류시간·이동
수단 등 데이터를 수집해 지역 상권의 특성을 분석, ▲공원 주요시설 및 불법행위 감시 분석은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 불법
낚시, 시설물 파손, 공원 내 이륜차(퀵보드) 진입, 금지구역에서 텐트 설치, 음주 행위 등 불법
행위 데이터를 수집해 공원 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용
• 광주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2021.8.9.)
- 광주광역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1년에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 조사대상

광주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추진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는 물론,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
• 대구시, 대구형 배달앱 시범운영 및 8월 25일(수) 정식 오픈(2021.8.9.)

대구

-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해 온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를 2021년 8월 25일부터 대구 全 지역에서 정식 오픈, 정식 오픈에 앞서 배달앱 주
사용자인 MZ세대 밀집 지역(계명대)과 플랫폼 내 가맹점 수가 많은 달서구, 달성군 지역을 대상
으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시범서비스를 운영
- 대구로는 ‘주문은 대구로 배달은 댁으로’란 의미로 지난 4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 ‘대구로’
이용방법은 ‘대구로’ 홈페이지(http://www.daeguro.c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 받으면 되며, 가맹점은 ‘대구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신고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
- 공공형 배달앱으로 출발한 ‘대구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여 초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가맹점)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
(시민)에게는 적립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 ‘대구로’ 이용자에게는 신규가입 쿠폰(5천 원), 최대 10% 할인 구매한 행복페이로 결제 시, 5%
추가할인과 마일리지 적립혜택(결제금액의 0.5%)이 제공, 특히 재주문 시에는 재주문쿠폰(2천 원)이
연말까지 주문 건별로 무제한 지급되는데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더 많은 5천 원 쿠폰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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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대전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2021.8.11.)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021년 8월
24일에 1차 지급

대전

- (지원 대상) 2021년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
-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1회)을 기존 복지급여 계좌인 보장가구주에게 지급, 기존 현금 급여를
지급받는 복지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급여계좌 미등록자만 별도로 신청받아 지급
• 강원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배치로 일손부족 해소(2021.8.8.)
-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해외도입이 어려워 도내 농업현장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으나, 전국 최초 양구군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7개 시·군※에 380명이
입국, 농가 배치

강원

※ 시·군별 도입 현황: 강릉 4명, 홍천 92명, 횡성 4명, 철원 43명, 화천 21명, 양구 193명, 인제 23명
- 특히, 철원군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베트남 동탑성과의 MOU를 통해 도입,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여
43명 전원이 2021년 8월 9일 농가 배치하였으며, 국내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제공,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
※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의료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2019.9월) 등
• 경기도, 고성 ASF 관련 신속 대응‥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농장 유입 방지(2021.8.9.)
- 경기도가 지난 2021년 8월 8일 강원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양돈
농가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 방역대책을 추진

경기

- 먼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21년 8월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발령해 농장
간 전파 방지에 주력
- 고성 농장의 도축장(철원, 홍천)과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24호(포천, 연천, 여주)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예찰 및 채혈 PCR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상태
- 특히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km 내 방역대 222호 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실시 중이며, 출하 가축은 출하 전 ASF 정밀 PCR 검사 실시, 현재까지 44,333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
• 경기도, 2022년 경기도 귀농귀촌 정책 제안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2021.8.12.)
-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021 경기도 귀농·귀촌 참신한 발상 모으기’를 열고 2021년
9월 10일까지 2022년도 정책 발굴 아이디어를 공모
- 이번 공모전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으며,
경기도 귀농·귀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면 뭐든지 가능
- 최종 26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에는 대상 100만 원, 장려상 30만 원 등 총 8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2년도 경기도
귀농·귀촌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
• 충북도, 양봉농가 등록’ 완료 당부(2021.8.9.)

충북

-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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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양봉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는 등록기한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황
- 도는 그동안 시·군 및 양봉협회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등록을 독려했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2007호 중 72%인 1,446호만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
-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서양벌 30군(群)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群) 이상 사육농가로, 양봉을 많이 하는 주사업장이 속한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 충남도, 농업부산물 ‘바이오차’ 지력증진, 저탄소농업 실현(2021.8.10.)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농업 생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농업 적용 방안을 제시, 향후 다양한 농업 부산물 자원화 확대로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농경지 지력에 기여할 계획

충남

- 농업부산물은 일부 토양에 직접 갈아엎어 환원하거나 가축의 사료로 활용되지만, 대부분 농업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 버려지거나 소각되는데 이와 관련 2020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농업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
- 구체적으로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법은 부숙퇴비 생산, 발효 및 추출 액비제조, 바이오차(바이오숯) 제조
등 다양, 특히, 바이오차는 토양 내에서 유기물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분해가 거의 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토양 내 탄소를 고정시켜 농업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 기술로 각광, 또한 바이오차는
다공성 물질로서 작물에 필요한 양분, 수분, 공기를 간직하고 있어 훌륭한 토양개량제 역할이 가능
• 전북도, 2021년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2021.8.9.)
- 전라북도는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 이에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복구

전북

※ 이번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31동, 농작물 피해 119ha, 산림작물 피해 3.8ha, 농경지 침수
9.9ha, 상가침수 201건 등, 이에 약 3억 4천만 원, 공공시설은 도로 사면 낙석발생과 도로 유실 등 16건,
하천 제방 유실 5건 등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천만 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천만 원 등
총 36억 3천만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번 복구계획과는 별도로 침수피해를 본 익산 상가
201곳에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백만 원을 지원
※ (복구예산) 3,626백만 원(국 270, 도 2,842, 시·군 513)
- 아울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융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

전남

• 전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4곳 선정(2021.8.9.)
- 전라남도는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사업을 선정해 육성·지원하는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결과 담양, 보성, 영암, 함평의 총 4개 사업을 최종 선정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 이후 중앙 공모에만 의존해왔던 대규모 지역
발전 사업에서 벗어나 시·군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선정,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군이 주체가 돼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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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의 서면발표 심사와 함께 인구, 재정 등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평가지표’를 적용해 4개 사업을 확정, 도비 200억 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436억 원을 투입
◈ (담양군) ‘프리미엄 담양딸기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죽향, 메리퀸 등
고품질 육묘의 안정적인 공급과 딸기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융복합하는 시설을 마련, 전국 최고의
명품 딸기 공급기지를 구축해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보성군)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성녹차의 기능성 성분을 케어푸드, 메디컬,
헬스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생산조직과 유통시설을 강화, 최근 소비 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과 함께 생산조직 역량 강화, 다양한 판로 개척 등으로 보성 녹차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영암군)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를 조성해 K-POP과 트로트의 성장에 발맞춰 영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와 연계한 희소성 있고 특화된 예술자원을 개발, K-트로트의 명품화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
◈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 파크’를 구축해 지역 특화자원인 나비곤충산업을 생태문화
교육으로 고도화해 ‘2024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전국 대표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거듭날 전망

• 경북도, 롯데GRS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업무협약 체결(2021.8.10.)
- 경상북도는 2021년 8월 10일, 롯데GRS와 경북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농특산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구매 협력, ▲농특산물의 판로지원과 마케팅 활성화
지원, ▲우수농가 및 우수 농산물 발굴을 위한 공동 노력, ▲롯데GRS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경북

- 협약 이후 롯데GRS는 기존 양파 공급처인 전남·경남 이외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지역 생산자단체를 통해 300톤(50톤/월) 납품 계약을 맺을 계획
- 한편, 커피전문점인 엔제리너스는 즉석에서 갈아 과일주스로 판매하는 신제품 출시에 맞춰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에서 연간 컵과일 216톤(18톤/월)을 공급받고, 아울러 엔제리너스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미생물비료를 제작해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신제품을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방침
•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시·군 민관협력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2021.8.10.)
-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 탑재를 추진, 경남사랑상품권이 배달앱에 탑재되면 이르면
2021년 8월 말 경남사랑상품권으로 배달주문이 가능할 전망
- 도는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식 대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
사랑상품권을 탑재하여 기초 지역별 배달 상권 특성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을 추진

경남

※ ‘민관협력형 배달앱’: 저렴한 중개수수료 유지 조건으로 지자체가 민간 배달앱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탑재하여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독과점 거대 배달앱의 6~12%에 이르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자체가 직접 배달앱을 개발 및 운영하는 부담을 경감
- 도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 참여조건을 광고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로
제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 중인 시·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군이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자신들의 민관협력형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하게 되면 해당 시·군의 주민들은
시·군 민관협력형 배달앱에서 시·군 상품권뿐만 아니라 경남사랑상품권으로도 배달주문이 가능
- 다만 배달앱 입점 업체 중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므로 시·군 배달앱에서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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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남도,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2021.8.11.)
- 경상남도는 2021년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여 ASF의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
- 이에 ASF가 확진된 2021년 8월 8일 이후 ▲도내 모든 돼지농장과 도축장에 일제소독, ▲ASF의
빠른 검출을 위해 전화 예찰실시, ▲ASF의 농장유입을 막기 위한 기본방역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등을 전 농가에 집중 홍보, ▲강원도 전역 반입·반출 제한 조치 시행 중
- 앞서 경남도는 ASF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2019년 9월 17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2021년
1월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제한하고 있어, 이번 발생농장과는 역학이 관련된 돼지농장이나
축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제주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2021.8.10.)
-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보험료의 70%부터
최대 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서 지원하며, 풍수해와 지진 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됨.
- (보험기간) 1년을 기본으로 장기계약(2·3년)도 가능, (가입 대상)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

제주

- (상품) ▲(보험Ⅰ)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Ⅱ) 주택(단독/
공동/동산/세입자동산),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Ⅲ) 주택(단독/공동), 실손 비례보상, ▲(보험
Ⅳ)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종류
-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보험금도 비례,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 비율을 기존보다 11~35%※ 내렸으며, 재해
취약지역 주택은 소득계층 차등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주택·온실(52.5% → 70%), 소상공인(59% → 70%), 재해취약지역(52.5% → 87%)
-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 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
※ 원(부)재료, 제품, 상품,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
※※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 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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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발굴 최근 논의 중인 이머징 이슈 9가지 외
[기획] 트렌드 최근 논의 중인 이머징 이슈 9가지
※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Future Brief, Vol 1,
2021.7.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는 향후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말하며, 이런 이슈들은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
- 예컨대, 급진적 과학기술의 발견, 신흥 종교나 문화의 등장,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 사회적 제도와 규범, 가치의 변화, 국가 간 경쟁체제의 균열(혹은 새로운
질서의 형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대응이나 준비하기 쉽지 않은 이슈들
❍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머징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
(이하 DARPA)이 개발하고 확산한 ‘인터넷’
- 심리학자이자 컴퓨터공학자였던 릭라이더(J.C.R. Licklider, 1915-1990)가 DARPA에서
일하던 1969년, 동료들에게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네트워크의
이름을 알파넷(ARPA Network)으로 붙였는데, 훗날 인터넷의 기원,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전후였으니 20년을 앞서간 아이디어
❍ 학문적으로 미래학을 개척한 미국 하와이 대학의 명예교수 짐 데이터(Jim Dator)는
미래학은 눈앞에 명징하게 보이는 트렌드 보다 통계적 추세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에 등장했을 때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머징 이슈 연구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이머징 이슈는 언제 구체화 되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사건을 일으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회과학은 종종 이런 이슈의 효과를 간과하거나 무시,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추세와 방향이 확인되지 않아 정책가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워
“미래에 유용한 아이디어는 현재 우스꽝스럽게 들려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그 파급력에 대해 상상할 때 사회는 훨씬 효과적
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에 적응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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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이슈 9가지>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관련 국제 연구기관과 학술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거와 이동, 사회 안전, 혁신 기술, 환경 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9가지를 소개

※ 세계 주요 기관에서 논의 중인 이머징 이슈를 소개하면서, 이머징 이슈의 의미와 유용성을
제기하려고 함. 참고한 문헌들은 미국의 학술잡지 Nature, 과학기술 전문지 Wired, 싱가포르
정부의 CSF(Centre for Strategic Futures), 캐나다 정부의 Horizon Policy Canada, 세계경제
포럼(WEF), 미국의정보기관National Intel igence Council, 일본정부산하 NISTEP에서출간한
자료들임.

- 최근 논의되는 이머징 이슈로는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생물과 기계의 결합 가속화(Bio-digital convergence), 전체게놈합성
(Whole-genome Synthesis) 기술을 통한 새로운 생물의 창조,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 등
❙이머징 이슈 9가지❙
이슈

주요 내용

• 인류를 뜻하는 Anthro에 멈춤을 의미하는 pause가 합성된 단어로 인류가
멈췄다는 표현인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그에 따른
이동과 활동의 제약을 나타냄.
• 미국의 과학기술잡지 Wired(2020년 6월호)와 과학저널 Nature(2020년 9
월호)에 등장한 이 단어는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꼽은 2020년 신조어로
① Anthropause
선정
(앤스로포즈)
•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들어오는가 하면, 멸종된 것으로 알았던 어류들이
하천에 나타나기도 해 인간의 새로운 행동이 동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 주거와 이동: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
폐쇄와 자율의
• 한편, 인간 행동의 멈춤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효과도 가늠해볼 수 있으며,
극단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인류의 문화에서 갑작스러운
멈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함.
• 인류가 멈춘 이유는 방역과 지역 폐쇄 때문이며, 안전을 이유로 멈춘 것인데,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아예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음.
② Social bubbles
• 사회적 버블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소셜 버블)
느끼는 사람들끼리 정서적 유대를 느끼기 위해 일종의 방어막을 치고 모인
다는 뜻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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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요 내용
• 대학가에서는 삶과 공부의 공동체라는 뜻으로 Live and Learn Bubbles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여 한밤에 퀴즈맞추기 놀이를 하거나
각자의 공간에서 누군가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온라인 버블도 있음.
• 버블은 배타적인 특징이 있어 가치나 처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배타적 특성이 있는 소셜 버블의 확산으로 초분열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음.
• 개인들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고 세력을 넓혀 정부에
각종 대책을 요구하고, 이들은 첨단 네트워크 기기를 활용해 어디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도모, 또한 서로
타협하지 않고 끝없이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사회적 불만은 완화되지 않음
(NIC, 2021).

• 온라인의 소셜 버블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면 엉뚱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주지 형태가 줌 타운일 것임.
• 원래 줌 타운의 의미는 줌(인터넷 화상회의 툴)으로 재택근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평소에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해 정주하는 곳을 뜻함. 그러나
지역폐쇄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도시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③ Zoom Towns
줄자 사람들이 교외로 나가고 있으며, 게다가 재택근무의 확대로 굳이
(줌 타운)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사라짐.
• 줌 타운을 주도하는 미국의 계층은 198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로
이들이 교외로 옮겨가면서 인기 지역의 렌탈가격이 상승, 예컨대, 뉴욕의
맨하튼에서 90마일 떨어진 킹스턴(Kingston), 몬타나의 버트(Butte) 등이
쾌적하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줌 타운으로 인기

④ Spatial
Computing
(공간 컴퓨터)

• 인간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들의 정보
교환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런 공간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완전한 융합을 목적으로 구축되는데
핵심은 데이터를 통해 실제의 세계를 통제하는 것임.
• 현재 패스트푸드점, 소매점 등에서 공간 컴퓨터가 작동 중이며,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분석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매장 내 재고의 조정, 새로운
상품의 진열 등에 활용
• 공간 컴퓨터 기술을 구현하려는 엔지니어들은 공간에 촘촘히 내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센서들과 센서의 정보를 해석하는 인공지능을 마치
사람처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이 때문에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일할 때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고, 이들의 조언과 충고, 제안에 실시간 반응해야 함.
• 나의 의사 개입 수준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들과 의견을 나눠야 하고, 이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며, 조언을 거부하면
그에 합당한 의견을 다시 내놓아야 함.

⑤ Splinternet
(스프린터넷)

•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국가가 주도해서 방역의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
지는 현상을 초래, 국가의 콘트롤이 강력해지면서 반세계화 조짐도 나타남.
• 인터넷의 또 다른 이름인 스프린터넷은 세계와 연결이 분리된 인터넷을 뜻함.
•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지라는 미국 중심의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망의 검열을 강화한 바 있으며,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며 스프린터넷의 등장을 예고함.

- 22 -

⎗ 아젠다 발굴

이슈

주요 내용
• 최근 러시아가 데이터와 정보의 유입에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정보와 돈이 오고 가는 인터넷이 국가의 존립이나 특정 정권에 위협이
되자 국가별로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2년 이후 세계적 감염병(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확산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탐색한 결과, 생물감시라는 단어가 2009년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
• 인수공통감염병의 증가로 어떤 생물체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옮겨올지
모르니 모든 생물체(동물+식물+인간)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
• 또한,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들이 바이러스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도 대비
2. 사회적 안전: ⑥ Bio-surveillance 하자는 것이 생물감시라는 단어에 내포
• 생물감시 이슈는 새롭지 않지만, 생물감시라는 단어에 레짐(regime. 정권)
생명 감시
Regim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주목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신벳
체제의 등장 (생물감시 정권)
(Shin Bet)은 대(對) 테러전의 일환으로 모든 요원들의 휴대폰을 실시간
추적해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기관에 국한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미 시민감시체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
• 시장 측면에서 생물감시체계는 현재까지 주로 홍체인식시장의 확대로 연결,
세계 홍체인식 시장은 2019년 23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43억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정부와 은행, 군사용, 여행이나 이민, 자동차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⑦ Biodigital
Convergence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3. 혁신적 기술:
기계 생명체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

•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도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시대의 등장을 예고
• 예컨대, 특정 생체조직을 프린터로 생산하는 기술(bioprinter), 이전에는
없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까지 매우 다양한 기술을 포괄함.
바이오프린터의 경우 1,500달러(170만 원대)면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 기계와 생명체의 적극적 융합은 이전부터 실험이 되어 왔으며, 생물학적 두뇌를
갖춘 로봇, 디지털 뇌와 생물학적 몸이 결합된 기계는 일부 상용화, 디지털
곤충이나 디지털 신체, 감시 메뚜기 등이 그 사례
• 컴퓨터 공학자 케빈 워윅은 생물학적 뇌를 갖춘 로봇을 논의하면서 뇌는
신경계의 중추이자 행동을 생성하고 통제하면서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Warwick, 2010), 그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생물학적 뇌를 갖추고 있는 셈

•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이머징 기술로 소개된 기술로 게놈
(genome)은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 합성
(synthesis)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발생
• 합성생물학은 알려진 생명정보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기존 생명체를
⑧ Whole-Genome 모방해 변형시키는 기술, 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물의 구성요소와
Synthesis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하는 학문을 말함.
(전체 게놈 합성) • 예컨대 특정 나무를 심어 자라게 한 뒤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가정,
기존의 유전공학은 이 나무의 유전자를 조작해 목조 건축물의 소재로 활용
되도록 자라게 하는데 합성생물학은 이 나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아예 목조 건축물의 형태로 자라도록 하는 것,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전면 재조립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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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요 내용

• 기존의 자원, 부품, 제품을 재사용하자는 순환경제는 사실 오래된 이슈,
하지만 최근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분위기에서 다시 주목
• 순환경제가 재등장한 맥락에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신흥국들의 경제가 발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사실
• 현재의 추세대로 세계 각국이 대량생산, 대량소비한다면 2030년에는 세계
에서 약 80억 톤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그 경제손실액은 4조 5천억 달러에
4. 환경의 한계: ⑨ Return of
이를 것으로 추산(NISTEP, 2021), 2050년에는 경제손실액이 25조 달러에
순환경제의 Circular Economy 육박할 것으로 예측
귀환
(순환경제의 귀환) • 순환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또 하나의 맥락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 발표한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에서 탄소중립과 자원효율을 향상하는 순환경제
시대를 선포
• 우리 사회도 모든 제품에서 내구성을 높이고, 폐기물도 다시 원료로 재사용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산과 소비의 재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순환경제의 모델을 적용할 필요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이머징 이슈 전문가들은 이슈 연구를 통해 첫째,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Carbonell et. al., 2015), 둘째, 기회가 되는 연구주제의 선제적 발굴,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등에 도움이 되며(Wang, 2017), 셋째, 현재 지배적 견해나
관성을 바꿀 역량을 배양하게 된다(Rotolo et. al., 2015)는 등 이득이 있다고 주장
❍ 기존의 이머징 이슈 연구가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되어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며,
이머징 이슈는 사람에 의해 제기되고 사람에 의해 선택, 확산되기 때문에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이 필요
❍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
❍ 결국 이머징 이슈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 그 문제가 큰 사고 없이 해결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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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농식품부)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Ⅴ”(2021.8.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에 다뤄질 주요한 이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농지의 소유와 이용, 농촌 공간 정비, 농업인의 건강, 탄소중립과제
등과 관련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분석
- (농업)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국가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지의
소유와 이용, 농촌 공간 정비, 농업인의 건강, 탄소중립 과제, 농업인력 육성과
노동력 확보, 가축전염병 대응, 식품산업 통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환경) 기후변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원활한 수급조절 기능이 수반돼야 할 것을 강조, 특히 이와
관련 정책의 목표가 수급과 가격 변화에 무관하게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인
만큼 수급이나 가격 동향에 대한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보장보험
확대나 작물별 기준가격 설정 등으로 농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의무
자조금 단체와 함께 공급과 소비 모두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
- (축산분야)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동물유래 복합식품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
- (국제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등 통상) 농업계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해
대응하며, 농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문
- (농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농지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투기 근절과 총량적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농지원부 보완을 위한
개선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와 함께 농촌 공간 정비와 계획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국가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업·농촌 유입 인구 관리·지원, 농업인 안전·건강 보장 체계
구축, 농식품 부문 탄소중립 과제 추진, 농촌 고용인력 지원,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 정책 개선 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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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541건※으로 전년 444건에 비해 97건이 증가

※ (농식품부) 47건 → 86건으로 증가, (해양수산부) 64건 → 52건으로 감소, (농촌진흥청) 26건
→ 53건으로 증가, (산림청) 63건 → 42건으로 감소, (해양경찰청) 20건 → 22건으로 증가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구
분

3
년
연
속

기관

정책 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농식품부

농업 예산
확대

• 농업 예산이 홀대받고 • 농업 예산 홀대 문제 • 농업 예산 홀대 문제
있으므로 농업·농촌에 관련하여 전체예산 대비 관련하여 전체예산 대비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농업 예산이 더욱 확대 농업 예산이 더욱 확대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위해 노력할 것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
할것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 고령농 공동체 활성화,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 여성, 고령자, 청년 등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 농업인을 위한 연구를
농촌복지사업을 확대할
강화할 것
것

농촌진흥청

• 쌀 소비 확대를 위해 • 국내산 농산물이 가정 •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우리
가정간편식, 가공분야 간편식 원료로 활용될 국산원료 확대 및 과다
농산물의
연구를 강화할 것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포장 등 환경부담을 최
가정간편식
할것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준비
연구할 것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국산
약용작물

• 국산 약용작물 종자주권 • 약용작물 보급 지속 확 • 국산 약용작물의 자급률
확보를 위해 연구를 대 및 우수 신품종 보급 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것
대책을 마련할 것
마련할 것
• 약용작물 원종 보급사업
및 우수 신품종 보급
확대에 노력할 것

한국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 • 신고포상금 증액, 포상 • 말산업 발전 및 불법
하기 위하여 단속기술 금 지급기준 완화, 관 사설경마 흡수 등을
개발 및 신고포상금 상 계기관 협력 등 불법 위해 부작용 축소대책
향, 단속인력 확대 등 사설경마 축소를 위한 이 포함된 온라인 발매
방안을 강구할 것
대책을 마련할 것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것

한국마사회

• 전국 승마 인프라 및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 한국마사회 상징성을
지원 규모 확대할 것 기관 졸업생 취업률 고려하여 승마선수단에
말산업 육성
향상을 위한 지원 노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
력을 강화할 것
할것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로컬푸드
확대

• 공공기관 로컬푸드 이 • 농협 위주로 운영되는 •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
용률 제고 및 먹거리 로컬푸드를 벗어나, 귀 농산물 외 일반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 농인·영세농 등 비농협 판매 문제 및 매출 감소
하여 노력할 것
로컬푸드를 확대할 것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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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추 •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에
위해 시장다변화, 신선 진 시 신선농축산 식품 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수출인프라
농산물 및 국산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 제고할 것
강화 추진
원료 가공식품 지원 정책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의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할 것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조합원 수
감소 대응
방안

농업경제
지주회사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식품부

2
년

정책 주제

농식품부

• 농촌 고령화로 조합원 • 농촌 고령화 및 인구 • 조합원 감소 및 농업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구조 변화에 따른 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있으므로 청년 조합원 합원 수 감소에 대한 마련할 것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하나로마트 • 농협 자체브랜드 상품 • 하나로마트 PB제품의 • 하나로마트 PB상품 국
PB상품의 국산 (PB)의 국내산 원료 국내산 원료 사용 비 산원료 사용 비율을 제
원료 사용 비중 비중을 제고할 것
중을 제고할 것
고할 것
제고
재배보험
보장 확대

• 외래 해충 피해 관련 •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및 품질 저하 피해 보장 품종 확대와 보장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확대 필요
확대, 보험상품 개선방
안을 제시할 것

청년농 육성

• 청년농 육성을 위해 •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한농대 입학생 수를 신규농업인의 유입을
증원할 것
위해서 그간 농식품부
에서 추진한 청년농입인
육성 정책을 재점검하고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
할것

외래병해충

•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 씨앗류 품명을 허위로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기재하여 판매하는 해외
더욱 철저히 해줄 것
쇼핑몰을 유해사이트로
지정·차단하고, 자진
신고 홍보 강화 및 과
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여 외래병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토할
것

아프리카돼지
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 아프리카돼지열병(AFS)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 방역 관련 축산농가의
는 등 총리가 주관하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 루어져야 하며, 재입식
후 출하 시까지 가지원
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
속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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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년

기관

정책 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위해 개설자 요청 시 제를 도입하는 등 농산
시장도매인제 도입, 공영 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도매시장 상장 예외 인정 방안을 검토할 것
범위 명확화, 경매사
업무 추가, 대금정산
조직 설립, 중도매인
개선명령제 도입 및
ICT 활용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농촌진흥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
과제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 구성에 • 수요자 중심 현장의 목
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 소리를 반영하고, 도전
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 적인 과제수행을 강화
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할 것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위해 방제 범위 적절 지급을 개선하고 치료
성 검토 등 대책을 마 제를 개발하는 등 확
련할 것
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할 것

농촌진흥청

국내산 품종
자급률 확대

• 국내산 품종 자급률 확대 • 국내산 품종 자급률 확대
및 종자 수입액 감소를 및 종자 수입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마사회

직원
비위행위
관련 징계

• 직원 비위행위 관련 징 • 임직원 비위행위 재발
계를 강화하고, 정직 방지를 위해 관련 징계
기간 급여 지급의 적정 기준을 강화할 것
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할 것

농협금융지주

금융지주
자회사

• 금융지주 자회사의 투 • 금융지주 자회사의 금융
자자 보호와 불완전판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
매에 대한 점검방안을 판매 방지를 위한 개선
마련할 것
방안을 마련할 것

농식품부

태양광

농식품부

농지의
불법전용
관련

격
년

•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TF구성을 통해 가장
적합한 태양광 설치
지역 선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농촌태양광 보급이 확대
되고있으나 영농형 태양
광의 보급은 소극적이므
로 이를 개선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

•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
강화 마련 필요

• 농지 불법전용을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 통계 개선을 검토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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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

정책 주제

2018년

농촌진흥청

R&D

• 농업의 규모화 및 첨단
화 등 미래를 대비한
농업 R&D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

• R&D 연구예산이 늘어
나는 만큼 정성적 성과
뿐만 아니라 정량적 성
과도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 농기계 운전교육 및 안
전교육을 강화할 것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연구 등을
강화할 것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 영천경마공원 건설사
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영천경마장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고려
할것

• 수상태양광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할 것

• 농협에 편중되어 지원
되고 있는 직거래 활
성화 사업을 개선할 것

• 유통개선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유통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바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농업협동조합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늘리고 전환 절차를
중앙회
정규직 전환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범농협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농촌사랑상품권 • 농촌사랑상품권 판매
판매 활성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촌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
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인사
평가가 이뤄질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한국농수산
직거래
식품유통공사 활성화 사업

농협경제지주

농협은행

착오송금
예방

• 착오송금 증가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반환율 증
대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

축산물품질
평가원

공정한 인사
규정 관련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하는 인사 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것

2019년

2020년

※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5권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https://www.nars.go.kr/report/list.do?page=1&cmsCode=CM0019&categor
yId=&searchType=&searchKeywor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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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2027 EU 유기농업 행동계획
※ 유럽의회조사처의 “Development of organic production in the EU: 2021-2027
action plan”(2021.7.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2021-2027 EU 유기농업 행동계획
❍ 유럽연합 내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였음.
- 현재 유럽연합 농지의 8.5%가 유기농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유기농 농산물 판매 금액은 두 배가 됨.
- 현재의 정책과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3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은 전체 농지의
15~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유기 농지들은 일반 농지들보다 30%의 생물다양성을 더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생물다양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유지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기농업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① 소비 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
- 유럽연합의 농산물 홍보 정책 예산의 27%가 유기농산물 홍보에 사용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EU school scheme)과 공공 조달 사업에 사용하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식품 사기 방지와 투명성 및 식품 추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이외에도, 유기농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럽연합 유기농업 로고 홍보 등을
통하여 첫 번째 축의 목표를 이루고자 함.
❍ ② 농산물 가치 사슬의 전환과 강화 촉진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eco-scheme, 농촌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농가, 행정기관, 관광업자가 협의하여,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의 관리를 시행하는 bio-district※를 도입함.

※ 2009년에 Association for Organic Agriculture(AIAB)가 이탈리아에서 첫 bio-district를
도입하였고, 2017년 기준 이탈리아에는 27개의 bio-district가 운영 중이며, 18개의
지역에 21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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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치사슬 내에서 성평등과 청년층 배려 확대를 통한 사회적 포용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유기농 사료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함.
❍ ③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 향상
- 2022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기농 농업과 탄소 농업
관련 법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며, 이외에도 AKIS, EIP-AGRI 등이 개발한
생물다양성 보호 및 높은 생산성을 가진 농업기술을 농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험해보고자 시도 중임.
- 생분해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에너지 사용, 양분 유출 저감, 청정 교통
수단 사용 등을 농업에 적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럽연합 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은 행동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여김.
- 유럽연합 내 유기농업 생산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전환을 위한
교육, △지역 및 소규모 가공업체의 강화와 공급 사슬의 단축,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의 교섭력 강화, △유기농 시장 정보 데이터 제공,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이해당사자들은 유럽연합의 유기농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힘. Copa Cogeca
(농민 및 농업협동조합 단체), Eurocommerce 등은 유럽연합의 행동계획이 시장
중심(market-driven)과 수요자 중심(demand-driven)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럽연합 위원회들에서는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의 고용유지, 식품 공급
사슬의 단축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순환, 농가-지역-정부 간의 연계 강화, 관광
산업의 성장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료 출처:
https://europarl.europa.eu/think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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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2년 농림 관련 예산 주요 요구사항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みどり戦略実現 需要に応じた転作など重点－2022年
度予算”(2021.8.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2022년 농림 관련 예산 주요 요구사항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8월 4일, 자민당 농림합동회의에서 2022년도 농림 관련
예산의 개산 요구※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음.

※ 정부 예산 확정 전 예산 요구액

❍ 일본 정부의 2022년 예산은 그린(탈탄소화), 디지털화, 지방 활성화, 어린이·육아를
중점 사항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실현
하기 위한 예산을 주요 사항의 하나로 선정함.
- 2022년도 농림수산성의 요구 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액(23,109억 엔)보다 20%
증가한 27,734억 엔임.
❍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산기반·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코로나19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과 유통혁신,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환경 정비 등 추진하고자 함.
- 유기농업 단지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화학 농약·비료 감소를 추진한 모델 지구
창출, 펠릿형 퇴비의 광역 유통 등에 의한 경축 연계 촉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
으며, 혁신적인 기술·생산체계 개발에도 중점을 둠.
- 스마트 농업 등에 의한 농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위해 서비스 사업체를 활용한
산지 모델 실증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생산기반 강화와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주요 사항에 포함시켰으며, 논 활용 직접
지불금에 의한 주식용 쌀 이외의 작물을 수요에 따라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쌀 수요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 또한, 사료용 옥수수 등 국산 사료 생산 확대도 중점으로 편성, 그 외에 차·약용
작물, 양봉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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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엔 수출이라는 수출 강화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산지 리포터
등을 활용한 수출 산지육성 지원 강화, 수출을 위한 HACCP 시설 정비, 지역
가공식품 수출 촉진 등의 예산을 편성함.
- 농지 최대 이용과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영체 사업 전개 촉진, 사람·농지
플랜의 충실한 추진 등을 중점 사항으로 다룸.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락 기능을 보완하는 농촌지역 조성 사업체(농업
RMO) 육성 등을 지원하고자 함.
❙농림수산성 주요 예산 요구 제출 항목❙
◈ 수출 5조 엔 달성을 위한 수출력 강화, 식품산업 강화

◈ 미도리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스마트 농업 등에 의한 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 농지 최대 활용과 인력 확보·육성

◈ 농산어촌 활성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임업, 목재 산업을 통한 녹색 성장

■ 자료 출처: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1/08/210805-5317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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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김영란법 민간에도 권고 검토 관련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김영란법 민간에도 권고 검토 관련 주요 동향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
- 민간 부문에도 ‘김영란법’의 선물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는 소식에
농축수산업계가 반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데 민간
소비 위축을 부른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
- 더 나아가 앞으로 추석·설 등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
- 권익위가 꺼내든 ‘민간 선물 가이드라인’ 논의 상황을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도 예의주시
❍ 2021년 8월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8월 중으로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 기준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는 ‘청렴 선물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2021년 8월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
- 권익위는 2021년 6월부터 김영란법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관련 규정을 민간
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권고안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선물 및 식사 등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 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관행 등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에서 기인
- 권익위의 초안에 따르면, 권고안의 적용 대상자는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로,
법이 아닌 윤리강령 형태로 제시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밝혀
❍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지만 이번 권고안을 준비하면서는 “매년
명절 기간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고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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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그동안 농축산업계는 현행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인 10만 원이 너무 낮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권익위가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
❍ 또한, 법이 아니라 윤리강령이어서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권익위의 권고안
추진에 농축수산업계가 적극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021년 7월 28일 성명을 내고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농축수산업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에서 농축산어민 배려가 없는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
-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급격한 소비 위축이 일어
났는데 민간 부문까지 범위를 확장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이
러니(역설)”라며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권고안이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청렴 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해
권고안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이에 따라 2021년 8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던 ‘청렴
선물권고안’ 상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익위
관계자는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각계에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귀담아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
-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선물을 주는 사례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면서 “권고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 한편, 최근 일부 농작물이나 축산물은 작황 부진과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청탁금지법에 맞춘 명절 선물세트 구성에 고민이 많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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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1년 8월 6일 기준 사과(후지･상품)와 배의 소매
가격은 10개당 3만 2,544원, 5만 3,16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4%, 49.0% 상승, 육류
중 한우 등심(1+등급) 1kg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10.0% 오른 13만 1,271원, 삼겹살 1kg 소매
가격은 2만 5,839원으로 9.1% 상승, 수산물 중에는 고등어와 갈치와 한 마리 가격이 같은
기간 각각 19.2%, 11.9% 오른 3,571원, 7,093원
- 농축수산물 소비의 최대 대목인 추석(9월 21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업체도 수요예측을 못하고 있으며,
대목 소매유통이 본격화하는 시점을 명절 15일 전으로 보고 있지만 산지에선 한
달 전엔 대략적인 공급 계획이 잡혀야 선물세트 준비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입장
❍ 이번 청탁금지법 논란을 계기로 명절 때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농협중앙회·한국농축산협회·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주요 농축수산단체장들은 지난 2021년 3월 당시 정세균 국무
총리를 찾아가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건의한 바 있어
- 농협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바란다”며 “명절 선물수요가 집중되는 농축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해
- 실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은 판매에도 효과가 있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연휴 전인 2021년 1월 4~24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1,259억 원으로 전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
-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외식 소비 부진,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부진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청탁
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국내산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
❍ 한편, 권익위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에서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
❍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8월 10일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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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은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해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최근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에 따르면 청탁
금지법의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상한도 적용
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
-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명절기간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재호 의원도 최근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농축수산물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의 경우, 명절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 송재호 의원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명절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조정해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청탁
금지법 규정 또한 이를 고려해 운영돼야 하며,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 또한 같은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
❍ 한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권익위에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추가적 조치도 추진할 예정
자료: “‘김영란법’ 민간에도 권고 검토…농민 반발”(동아일보, 2021.8.5.), “‘민간판
김영란법’ 추진에, 농축수산업계 일제히 반발”(중앙일보, 2021.8.6.),
“‘민간판 김영란법’ 난관 봉착...“아무리 권고성이라도...””(YTN, 2021.8.7.),
“거센 반발에…‘민간인판 김영란법’ 재검토”(한국경제, 2021.8.7.), ““全국민이
왜 김영란법 지키나”…선물권고안에 성난 농어업계”(이데일리, 2021.8.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감감’…농심은 ‘갑갑’”(농민신문, 2021.8.9.),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잇단 발의”(한국농어민신문,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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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 : 한국은행(2021.7.30.)

개요
❍ [한국은행,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2021.7.30.] 국내·외적으로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생산활동 동향, 산업구조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

※ 한국은행은 1991년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였으며, 북한 경제성장률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

추정 결과
❍ [경제성장] 2020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4.5% 감소, 농림
어업, 광공업 및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이 감소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전년 대비 증감률, %)❙
2010년
-0.5
(6.8)

2011
0.8
(3.7)

2012
1.3
(2.4)

2013
1.1
(3.2)

2014
1.0
(3.2)

2015
-1.1
(2.8)

주: 1) ( ) 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015년 기준년 기준)

2016
3.9
(2.9)

2017
-3.5
(3.2)

2018
-4.1
(2.9)

2019
0.4
(2.2)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 (농림어업) 재배업, 어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전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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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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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등이 줄어 9.6% 감소(전년 –0.7%)
- (제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줄어 3.8% 감소(전년 –1.1%)
- (경공업) 음식료품 및 담배 등을 중심으로 7.5% 감소(전년 1.0%)
- (중화학공업)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감소(전년 -2.3%)
- (전기가스수도업) 화력 발전은 줄었으나 수력 발전이 늘면서 1.6% 증가(전년 -4.2%)
- (건설업)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3% 증가(전년 2.9%)
- (서비스업) 운수,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이 줄어 4.0% 감소(전년 0.9%)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단위: %)❙

주: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
❍ [산업구조] 2020년 중 광공업, 서비스업 비중(명목 GDP 대비 기준)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 비중은 상승
- (농림어업) 22.4%로 1.1%p 상승
- (광공업) 28.1%로 1.5%p 하락
- (전기가스수도업) 5.6%로 0.3%p 상승
- (건설업) 10.0%로 0.3%p 상승
- (서비스업) 33.8%로 0.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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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구조(단위: %)❙

주: 1) 명목 GDP(100)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생산액 비중 기준
2)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
3) 우리나라는 기초가격 총부가가치(100) 기준
❍ [국민소득] 2020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5.0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1/56(1.8%) 수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9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27(3.7%) 수준
❙북한의 국민소득 및 1인당 GNI❙

주: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대외교역 규모] 2020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8.6억 달러로 전년(32.5억 달러)에
비해 73.4% 감소

※ 재화의 수출 및 수입의 합계 기준으로 남북 간 반출입은 제외

- (수출) 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9% 감소, 시계(-86.3%), 우모·조화·가발
(-92.7%) 등을 중심으로 감소
- (수입) 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9% 감소, 섬유제품(-90.9%), 플라스틱·고무
(-82.1%) 등을 중심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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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교역규모(단위: 억 달러)❙

주: 남북 간 반출입 제외 기준이며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청
❍ [남북한 반출입 규모] 2020년 남북 간 반출입 규모※는 3.9백만 달러 수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반출입 실적은 미미

※ 일반 수출입(위탁가공포함) 외에 경제협력 및 비상업적 거래(정부･민간지원, 사회문화 협력
등)를 포함
❙2020년 남북 간 반출입 추이(단위:백만 달러)❙

구분
반출1)
반입2)
계

2013
2014
2015
520.6 1,136.4 1,262.1
615.2 1,206.2 1,452.4
1,135.8 2,342.6 2,714.5

2016
147.0
185.5
332.6

2017
0.9
0.0
0.9

2018
20.7
10.5
31.3

주: 1)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수입, 2)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수출
자료: 통일부

2019
6.7
0.2
6.9

2020
3.9
0.0
3.9

(B-A)
-2.8
-0.2
-3.0

❙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단위: 한국 십억 원, %)❙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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